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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sive Q-switching characteristics of a Nd:YAG laser pumped by using a fiber coupled
laser diode were analyzed. The pulse energy from the passively Q-switched laser was calculated
as a function of the initial transmittance of the Cr:YAG saturable absorber and the reflectance
of the output mirror. The ratio of the TEM00 mode size in the Nd:YAG crystal to the TEM00
mode size in the Cr:YAG crystal was calculated as a function of the incidence angle of the Cr:YAG
crystal and the curvature of the resonator mirror. From the calculated ratio of the TEM00 mode
sizes, the pulse energy of the Q-switched laser was obtained. When the angle of incidence was
changed between 20◦ and 70◦ , the pulse energy was controlled to be in the range from 14 mJ to 32
mJ for a 40% initial transmittance, and in the range from 0 to 15 mJ for a 90% initial transmit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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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AG의 입사각에 따른 수동형 Q-스위치 Nd:YAG 레이저의 발진 특성 연구
이재열 · 곽진석 · 이종훈∗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경산 38541, 대한민국
(2020년 12월 15일 받음, 2021년 1월 7일 수정본 받음, 2021년 2월 13일 게재 확정)

광섬유 결합된 레이저 다이오드로 펌핑하는 Nd:YAG 레이저의 수동형 Q-스위치 특성을 분석하였다.
Cr:YAG 포화흡수체의 초기 투과율과 출력경의 반사율에 따른 수동형 Q-스위치된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공진기 거울의 곡률반경을 무한대(평면), 30 cm, 10 cm 등으로 변화시키고, Cr:YAG 결정의
각도를 회전시키면서 Nd:YAG 결정과 Cr:YAG 결정에서의 TEM00 모드의 크기의 비율을 구하였다.
계산으로 구한 모드 크기 비율로부터 Q-스위치 된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를 구하였다. 초기 투과율이 고정된
Cr:YAG 결정을 사용하더라도 결정만 회전시켜 입사각을 변경하면 Q-스위치 된 레이저 펄스의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었다. 입사각을 20◦ 에서 70◦ 사이에서 변경시킬 때, 초기 투과율이 40%인 경우는 14 mJ
에서 32 mJ의 범위에서, 초기 투과율이 90%인 경우는 0 – 15 mJ 범위에서 펄스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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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동형 Q-스위치 고체 레이저는 능동형 Q-스위치 레이저
보다 간단한 구조로 레이저 펄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저비
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수동형 Q-스위치
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정은 Cr:YAG이며 [2], 최근에는
그래핀 [3], MoS2 [4], WSe2 [5], 나노 결정 [6] 등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고 안정성이 높은 Cr:YAG가 아직까지도 Nd:YAG와
같은 근적외선 레이저의 Q-스위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결정의 Cr3+ 이온은 바닥상태에 있다가 광자가
흡수되면 수명이 4.1 µs 정도인 들뜬 상태가 된다. Cr3+
이온의 바닥상태 밀도가 감소하면서 투과도가 급속히 증
가하고 공진기의 Q값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변하게 된다 [1].
이러한 공진기 Q값의 변화로 인하여 시간 폭이 수십 ns
정도로 짧고 반복률도 수 kHz에 달하는 펄스가 나온다. 고
가의 광음향 장치나 고전압 장치가 없고, 수동형 Q-스위치
결정만 공진기에 삽입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로 펄스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하게 연
구되어 왔다 [7]. 하지만 아직도 상용화되어 사용하는 응용
분야는 일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유는 몇 가지 큰 단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단점은 수동형이므
로 원하는 시간에 펄스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 단점은
그래핀에 전기 펄스를 가한다든지 [8], 이득매질을 펌프하는
레이저 다이오드 외에 별도의 광원을 사용하여 Cr:YAG만
순간적으로 포화시키는 광 펄스를 결정에 입사하여 해결
하는 방법도 제시되었지만 펄스 전원이 추가되므로 수동형
Q-스위치의 장점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다 [9].
다음 단점은 수동형 Q-스위치 레이저에서는, 사용되는
결정에 의해 초기 투과율이 고정되고 그 결과 펌프 에너지에
관계없이 Q-스위치 되어 나오는 펄스 에너지와 반복률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9]. 따라서 수동형 Q-스위치에 사용하
는 포화 흡수체의 초기 투과율이 정해지면 출력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Cr:YAG 결정을 회전하여 초기 투과율을
변화시키고, 펄스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동형 Q-스위치 레이저의 구조
에서는 공진기를 왕복하는 레이저 빔이 수동형 Q-스위치에
사용하는 결정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1].
수동형 Q-스위치에 사용하는 결정에 레이저가 수직으로 입
사하지 않는 경우를 보고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6–10]. V.
Vitkin 등은 브루스터 (Brewster) 각으로 공진기의 레이저
가 결정에 입사하도록 배치한 나노 결정을 사용하였다 [6].
Y. Shimony 등은 Nd:YAG 결정을 이득매질로 사용하고
Cr:YAG 결정을 브루스터각으로 두어서 편광된 출력을 얻

었다 [10]. 이 같은 방식은 고가의 편광자를 공진기에 넣는
방법에 비하여 편광된 레이저를 훨씬 간단하게 발생시킨다
는 장점이 있다 [11]. 지금까지는 브루스터각으로 고정한
경우만 보고되었을 뿐, 다른 각으로 둔 경우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Nd:YAG 레이저 내부에 있는 Cr:YAG 결
정을 지나는 레이저 빔의 입사각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를 처음으로 제안한다. Cr:YAG 결정을 지나는 레이저
의 입사각을 0◦ 에서 70◦ 의 범위에서 변하게 하면, 입사각이
0도인 경우의 투과율 T0 를 0.7T0 까지 연속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수동형 Q-스위치된 펄스의 에너지는 T0 에 따라서
다르지만, 0 mJ에서 32 mJ까지 조절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평면거울을 비롯하여 공진기 거울의 곡률 반경이 10
cm과 30 cm인 경우에 대해서도 출력 에너지의 변화 폭을
살펴 볼 것이다.

II. 발진 특성 시뮬레이션
수동형 Q-스위치 공진기의 펄스 생성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험과 비교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보고되었다
[7]. J. Degnan은 레이저의 Q-스위치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12], 수동형 Q-스위치된 레이저에 대해서 비율
방정식을 풀어서 근사적으로 펄스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13]. 그의 방법은 실험과 잘 맞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에서의 이득과 손실 비율을 파라메타로 하여 Q-스위
치된 레이저 펄스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실험에서 측정한 레이저 펄스 에너지와 비교하려면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가 계산에 사용한 비율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13].
)]
[
( ( )
dϕ
ϕ
1
=
+ L (1)
2σnl − 2σgs ngs tls − 2σes nes ls − ln
dt
tr
R

dn
= −γcσϕn
dt

(2)

dngs
A
= − cσgs ϕngs
dt
As

(3)

ngs + nes = nso

(4)

이 식에서, ϕ 는 공진기 내부의 광자밀도, tr 은 광자의
공진기 왕복시간, l 은 공진기의 길이, n 은 이득매질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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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전, σ 는 이득매질에서의 유도방출 단면적, σgs 는 포화
흡수체의 바닥상태에서 들뜬상태로 흡수되는 단면적, σes
는 포화 흡수체의 들뜬상태에서 더 높은 들뜬상태로 흡수
되는 단면적, ls 는 포화 흡수체의 길이, ngs 는 포화 흡수체
바닥상태의 밀도, nes 는 포화 흡수체 들뜬상태의 밀도, R은
출력경의 반사율, L 은 공진기의 손실, γ 는 밀도감소 인자
(inversion reduction factor), c 는 빛의 속도, AAs 는 이득매
질에서의 빔 단면적 (A) 과 포화 흡수체에서의 빔 단면적
(As )의 비율, nso 는 포화 흡수체의 총 밀도를 나타낸다. Y.
F. Chen 등은 비율방정식의 결과를 맞춤식 (fitting) 을 이
용하여 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Q-스위치 된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 E 를 나타내었다 [14].
(1 − β) ln( T12 )
hvA
hvA
1
0
E=
ln(
) ln( )
2σγ
2σγ
R β ln( T12 ) + ln( R1 ) + L
0

(5)

T0
[1 − (
)η ]f (α, β)
(T0 )upper
위의 식에서, T0 는 포화 흡수체의 초기 투과율 (initial
transmission) 이고, hν 는 레이저 광자의 에너지이며, eta
와 f (α, β), α, β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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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layout of passively QSwiched Cr:YAG laser resonator.
Table 1. Main physical parameters of Cr:YAG used in
the calculation [14].
Parameters
σgs (cm2 )
σes (cm2 )
γ
σ(cm2 )
n
l(mm)

values
8.7 × 10−19
2.2 × 10−19
1
2.8 × 10−19
1.82
2

두고, 초기 투과율과 출력경 (output mirror) 반사율에 따른
펄스 에너지를 계산해 보았다. 계산에 사용한 파라메타는
Table 1에 나와 있으며 L 은 0.05, γ 는 1 로 두었다. Figure

[
η=

1+3exp(−50α−3 )
β+0.08

× (1 − exp(1 − α + αβ))
(
)
ln R1 + L

]

2에서 보듯이 초기 투과율이 낮을수록, 출력경 반사율이
(6)

낮을수록 펄스 에너지는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진기에서 출력경의 반사율은 상당히 낮은 경우에도 30 %
정도이고 초기 투과율이 10 % 이하인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

f (α, β) = 1.15 − 0.2 exp(−5β) − 0.9β 2
exp(1 − α)
0.15 + 0.9β
− √
+
exp(150α−3 )
α−1

α=

1 σgs A
γ σ As

용하지 않으므로 펄스 당 40 mJ 정도의 에너지가 Cr:YAG
(7)

를 포화 흡수체로 사용하는 수동형 Nd:YAG 레이저에서
얻을 수 있는 펄스 에너지의 한계임을 알 수 있다. 펄스
에너지를 구하는 Eq.(5)에는 펌프 레이저의 조건에 관련된
항이 없다. 즉, 수동형 Q-스위칭 레이저의 경우, 능동형과

(8)

달리 외부에서 공진기 조건을 직접 제어할 수 없으므로 포
화 흡수체의 초기 투과율과 공진기 내부의 빔 단면적 등의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펄스 에너지가 정해진다. 하나의 펄

σes
β=
σgs

(9)

Equation (5)–(9) 를 이용하고, Fig. 1 에 나온 것과 같이
일자형 공진기에서 광섬유 결합된 레이저 다이오드로 펌
프하는 Nd:YAG 결정과 Cr:YAG 포화 흡수체를 가정하여
펄스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한 Cr:YAG의 공
진기에서 포화 흡수체에 입사하는 빔의 입사각 θ 는 광축에
수직한 방향을 축으로 결정을 회전시키면 연속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
이득매질과 포화 흡수체에서의 빔 단면적 비율(A/As )은,
열렌즈를 무시할 경우에 평면거울을 사용할 때의 값인 1로

스가 생성된 후에도 펌프 레이저에 의하여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면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두 번째 펄스가 이어져서
발생한다 [14]. 펌프 레이저가 CW 이면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펄스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오지만, QCW
이면 펌프 에너지에 따라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펄스가
나온 다음에 그치게 된다.
출력경의 반사율이 고정된 경우, Cr:YAG 결정의 초기 투
과율에 따라 펄스 에너지가 변한다. Figure 3(a) 는 출력경
반사율이 70 %일 때, 이득매질 (Nd:YAG) 과 포화 흡수체
(Cr:YAG)에서의 빔 단면적 비율(A/As )과 초기 투과율에
따른 펄스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이다. 빔 단면적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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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Pulse energy according to initial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of output mirror(A/As =
1).
증가하여도 초기 투과율이 낮을수록 펄스 에너지의 변화는
작아짐을 보인다. 하지만 초기 투과율이 50 % 이상으로
증가하면 출력은 A/As 의 변화 비율보다 더 큰 변화를 보
인다. Figure 3(b) 는 출력경 반사율을 40 %로 낮춘 경우
이다. Figure 2에서 보았듯이 초기 투과율이 낮아지면서
최대 펄스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투과율이 20 % 정도 이상이 되어도 펄스 에너
지는 A/As 의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초기
투과율이 낮고 빔 단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펄스 에너지가
커짐을 볼 수 있다. 초기 투과율이 낮으면 이득매질에서 밀

Fig. 3. (Color online) Pulse energy according to the initial transmittance and beam area ratio (A/As ) (a) when
the reflectance of output mirror is (a) 70 % and (b) 40
%.

도 반전이 증가하고 빔 단면적이 비율이 높으면 이득 매질의
단면적이 증가하여 펄스 에너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기 투과율과 출력경 반사율에 따른 펄스 에너지의 변
화를 계산한 결과는 Fig. 4에 나와 있다. 초기 투과율이
증가함에 따라 펄스 에너지는 감소함을 보이고, 추기 투과
율이 일정하면 출력경의 반사율이 증가함에 따라 펄스 에
너지가 증가하다가 정점을 지나 감소하여 최적의 반사율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초기 투과율이 작으면 펄스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Fig. 2와 Fig. 3에 나온 결과와 유사하지만,
펄스 에너지 출력이 최대로 나오는 출력경 반사율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투과율에 따른 펄스 에너지의
최고점의 변화를 보면 초기 투과율과 출력경의 반사율이
증가할수록 펄스 에너지가 줄어듦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Color online) Pulse energy according
to initial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of output
mirror(A/As =1).

Table 1의 Cr:YAG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β 를 구하면
0.25이다. Figure 5는 β 가 0.25일 때, 초기 투과율과 빔
단면적 비율에 따른 최적의 반사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초기 투과율이 증가하면 최적의 출력경 반사율도 증가하지
만 빔 단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출력경의 반사율을 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인 일자형 공진기 구조에서의
빔 단면적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LASCAD로 시뮬레이션
(simulation)하였다 [15]. 계산에서 공진기의 길이는 70 mm

로 두고, 직경이 6 mm인 Nd:YAG 결정과 두께가 2 mm이
고 직경이 6 mm인 Cr:YAG 결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Nd:YAG 결정은 파장이 808 nm인 광섬유 결합된
레이저 다이오드(LD)로 펌프하고, LD에 연결된 광섬유의
직경은 600 µm, 개구수는 0.2를 가정하였다. LASCAD
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펌프 LD의 발산각과 레이저 결정
에서의 흡수계수, 열전달계수, 결정 표면의 냉각방법 등을
계산 파라미터로 입력한다. 입력한 파라메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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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Optimal reflectance of output mirror according to initial transmittance and area
ratio(β=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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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Beam waist according to axial
distance of resonator (resonator length= 75 mm).

Fig. 8. (Color online) The ratio of TEM00 mode size in
Nd:YAG and Cr:YAG according to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input mirror.
Fig. 6. (Color online) Beam waist in xz and yz plane
calculated by LASCAD simulation.
유한요소분석법(finite element analysis)을 이용한 열해석
과정을 통하여 구한 결정의 온도 분포로부터 굴절률 분포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열렌즈 초점거리를 계산한다. 펌프 LD
의 출력이 10 W일 때,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한 열렌즈
초점거리는 약 33.7 cm이었다. 공진기의 거울 곡률이 무한
대인 평면인 경우에도, 열렌즈로 인하여 Fig. 6에서 보듯이
Cr:YAG에서의 레이저 빔 단면적은 Nd:YAG에서의 단면
적에 비하여 더 작다. Cr:YAG는 광축 (z 축) 에 대하여 기
울어진 각으로 놓여 있어서 xz 평면과 yz 평면에서의 빔 사
이즈는 다르다. 공진기 입력경 (input mirror) 의 곡률 반경
(R) 을 각각 평면 (R = inf), 30 cm, 10 cm으로 두었을 때,
공진기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TEM00 모드의 빔 사이즈를
LASCAD로 구한 결과가 Fig. 7에 나와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득매질과 포화 흡수체에서의 빔 단면적 비율을
Cr:YAG에서의 입사각(결정의 회전각)에 따라 구한 결과가
Fig. 8에 나와 있다. 입사각을 0°에서 70°까지 증가시키면
A/As 는 변화하는 범위가 입력경의 곡률에 따라서 0.49 –
2.1 사이에 있다. 0°에서의 빔 직경과 70°에서의 빔 직경의

비율은 거울의 곡률에 상관없지만, 평면 거울을 사용한 경
우에서 Cr:YAG 위치에서의 모드 반경이 가장 크므로 모드
반경의 변화 범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포화 흡수체를
회전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넓은 범위에 걸쳐 면적비의
크기를 변하게 하려면 평면 거울 공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Cr:YAG를 회전시켜 결정에서의 입사각을 변화시키면
Fig. 9(a) 에서 보듯이 결정을 지나는 레이저 빔의 경로가
변한다. 결정 내부에서의 경로가 일 때, 포화 흡수체에서의
초기 투과도는 exp(−αL)을 따른다 [1]. 입사각이 0°일 때의
초기 투과도는 70 %를 가정하였고, 이 경우 입사각 증가로
인하여 변하는 초기 투과도를 나타낸 것이 Fig. 9(b) 이다.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 (입사각 20° – 70° 영역) 에서 초기
투과도 변화가 가장 빠르게 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각도 범위에서 회전시켜야 가장 큰 펄스 에너지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사각이 증가하면서 초기 투과도가 감소하고, 그에 따
라서 펄스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특정한 초기 투과도를
가진 포화 흡수체를 회전시키며 입사각에 따른 펄스 에너
지를 구한 결과가 Fig. 10이다. Cr:YAG 결정은 무반사 코
팅을 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회전각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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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Fig. 9. (Color online) (a) Path length in 2-mm thick
Cr:YAG according to angle of incidence. (b) Relative
transmission in 2-mm thick Cr:YAG according to angle
of incidence.

수동형 Q-스위치를 위하여 Nd:YAG 레이저 공진기에
삽입한 Cr:YAG 결정을 회전하여 펄스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오드 펌프 고체 레이저를 제안하였다. Cr:YAG 결
정의 입사각을 고정시킨 경우, 수동형 Q-스위치 된 레이저
에서 나오는 펄스의 에너지는 Cr:YAG 결정의 초기 투과율
과 출력경의 반사율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초기 투과율과
출력경의 반사율이 고정된 경우, Nd:YAG 결정과 Cr:YAG
결정에서의 빔 사이즈 비가 클수록 펄스 에너지는 증가하
였다. Cr:YAG 결정을 회전시키면 결정에서의 입사각이 20
– 70° 사이의 영역에서 초기투과도는 빠르게 변하였으며,
입사각 70°에서는 수직 입사할 때의 투과율의 70 % 정도로
초기 투과율이 감소되었다. 두 결정에서의 빔 단면적 비율
크기는 평면 거울을 사용한 공진기에서 가장 변화 범위가
넓었으며, 회전각의 변화만으로도 펄스 에너지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펄스 에너지가 달라지면
펄스 반복률도 달라진다 [13]. 입사각을 변화시킨 결과 초기
투과율이 감소하게 되면, 펄스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이득이
커져 밀도반전도 빠르게 감소하므로 펄스 시간폭이 감소하
게 된다 [16]. 회전각 변화로 시간폭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
할 수 있는지는 추가로 연구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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